
줄리엣비노쉬

빠트리스 르꽁뜨의 신작 <생 삐에르의 과부>의

촬 을 마친 줄리엣 비노쉬(이 화에는 에

쿠스트리차도 출연한다)는 <퍼니 게임>의 오스

트리아 감독 미카엘 하네케의 4번째 화에 참

여하 다. 

아누크에메

폴 꽁스땅의 98년 소설『확신을 위한 확신』이

미국판 버전으로 화화 된다. 아누크 에메는

우피 골드버그, 비비 안데르슨과 함께 여기에

참여할예정이다. 

줄리아로버츠

<말광량이 루시>가 다시 화화 되는데 줄리아

로버츠는여기에루시로출연할예정이다.

미니드라이버

데이빗 듀코브니와 함께 보니 헌트 감독의 <리

턴 투 미>에 출연했던 그녀는 이번에는 루퍼트

에버트와 <이상적 남편>이라는 로맨틱 코미디

를찍는다. 

안토니오반데라스

그에게는 현재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을

화화하는<오페라의유령>에출연제의가들

어오고 있다. 감독은 <밴디트 퀸>과 <엘리자베

스>의 사카르 카푸르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그는아카데미에서참패한후다시인도에서모

건프리만을데리고<롱웨이투프리덤>이라는

화를계획하고있기도하다.

벤에플렉

산드라블록과<자연의힘>을찍은벤애플렉이

또다시 액션 화로 돌아갔다. <로닌>의 감독이

었던존프랑켄하이머의신작<사슴게임>에출

연하 다. <알링턴로드>의젊은시나리오작가

에렌크루거가참여하고있는<사슴게임>은카

지노에서함정에빠져들게되는이야기다. 

우디앨런

우디앨런은드림웍스에서야구에관한코미디

인<크고분명하게>를찍을예정이다. 

레티시아마송

<아방드르>의 성공 이후 레티시아 마송은 신작

<온리 유>를 준비 중이다. <아방드르>의 여주인

공상드레키벌랭이출연하고장프랑소와스태

브냉과 오도르 끌레망, 조니 헐리데이도 이에

가세한다. 

헬렌헌트

<이 보다 더 좋을 순 없다>의 헬렌 헌트가 로버

트제멕키스의작품에톰행크스의약혼녀로출

연한다. 

프란시스맥도만

<LA 컨피덴셜>의커티스핸슨의신작에프란시

스맥도만이출연한다. <원더보이스>라는제목

의 이 화에는 마이클 더 라스, 토비 맥과이

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출연할 예정

이다.

마이클피기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의 마이클 피기스의 신

작 <미세스 줄리>가 지난 3월 8일부터 촬 에

들어갔다. 사프론버로우즈가줄리역을맡았고

켄로치의<내이름은조>로깐느에서남우주연

상을받은바있는피터뮬란도출연한다. 

윌리암허트

윌리암 허트가 제니퍼 틸리와 맥 틸리 자매가

함께딕마스감독의<방해하지마>에참여한다.

제작사는 퍼스트 플로어 픽처스인데 여기서 제

작한 <캐릭터>는 98년 아카데미 외국어 화상

을받기도했다.  

피터잭슨

<프라이트너> 이후 3년의 공백을 깨고 피터 잭

슨이 드디어 신작 작업에 들어간다. J R R  톨

킨의 세편의 소설『반지의 친구』, 『두개의 탑』,

『왕의귀환』을모아삼부작형식으로제작할것

이라고한다. 주연은 니드비토로정해졌다.

아동 심리학자 브루스 윌리스
올 가을 브루스 윌리스의 출연작은 M 나이트 시아말란의 <여섯번째 감각>이다. 최

근들어 스크린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마크 왈버그에 질세라 도니 왈버그도 이

화에서 고군분투 한다. <포레스트 검프>에서 다리에 보철을 한 소아마비 꼬마 검프

를연기했던낯익은조엘

오스멘트가 유령에게 쫓

기고있다고믿는소년으

로 나오고, 브루스 윌리

스는그를치료하다가그

에게잠재되어있는무서운능력을발견하게되는아동심리학

자라고. <아마겟돈>으로98년최악의배우로뽑힌브루스윌리

스는그사실에충격을받은것일까, 아니면이제‘세계를구하

는 일’에 지친 것일까? 아무튼 <여섯번째 감각>에서 그는 액션

이아니라연기로승부를내겠다고결의를다지고있다고하는

데… 쎄? 

산드라 블록, “난아직 건재해요.”
<스피드2>와<프랙티컬매직>에서그리재미를보지못했지만그래도아직그녀의매력은마법을부리는것같다. 산드라

블록은최근벤애플렉과<자연의힘>에출연했으며, 리암니슨과함께연기한<건샤이>는이미촬 을마친상태이다. 그

녀의다음 화또한이미정해졌는데베티토마스의데뷰작<28일간>이라는 화이다. 그녀는이 화의공동제작을맡

기도했는데내용은저널리스트의일상생활을다룬 화라고한다. 그녀는여기서비고모텐센과엘리자베스퍼킨스와함

께연기하게된다. 

존트라볼타, 구스 반산트를 만나다. 
존트라볼타가작품을고르고있다. 코폴라의 화에출연을거부한그가선택한것은구스반산트의뮤지컬<스탠딩룸

온리>이다(히치콕의 필사본을 만들면서 우리를 놀라게 했던 구스 반 산트는 <사이코>를 기점으로 이제는 정말 종잡을 수

없어져버렸다). 화는3월15일부터촬 에들어간것으로알려졌다. <그리스> 이후정말오랜만에존트라볼타는뮤지

컬에등장하게된셈이다. 그가맡은역할은지미로셀리라는마피아역할이다. 그러니까이것은존트라볼타의70년 아

이콘과오우삼과타란티노에의해새롭게부활한90년 존트라볼타의이미지가융합되는것인지도모른다. 존트라볼타

는<스탠딩룸온리>의촬 이끝나면이작품에서함께연기하고있는켈리프레스톤과나란히프레드세피시의프로젝트

인<쉬핑뉴스>에출연할계획이다. <쉬핑뉴스>는아직감독이미정인상태이고소니는감독을물색중이다. 존트라볼타는

사이먼 웨스트의 <장군의 딸>과 2000년에 개봉할 예정인 론 허버트의 소설『전장의 지』의 화화에도 참여할 계획

이다. 

카사베츠의 그림자와 함께
돌아온 피터 보그다노비치
존 카사베츠의 동료이자 화평

론가에서 화감독으로 변신하여

70년 마틴 스콜세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등 브랫팻 세 들의

선배 던 피터 보그다노비치가

존 카사베츠의 전기 화를 찍는

다. 고다르와같은59년에데뷰하

여 미국의 새로운 물결로 불리웠

던존카사베츠의생애를옮길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그의 작업을

진심으로 이해했던 피터 보그다

노비치밖에 없을 것이다. 텔레비

전용으로 제작되는 이 화에서

존 카사베츠 역으로는 마이클 케

인이 출연할 예정이며 카사베츠

의 실제 아내 던 지나 롤랜즈와

피터 포크, 벤 가자라, 이사벨라

로셀리니, 시빌 세퍼드, 제리 루

이스등이출연한다. 

산드라블록 상드레키벌랭 우디알렌

존트라볼타 안토니오반데라스 줄리엣비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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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째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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